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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지역학의 개념과 교육 프로그램
이현송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북미전공 부교수

본 논문에서는 미국학을 지역학의 한 분야로 이해했을 경우, 어떠한 학문의
성격을 갖게 되며 이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은 어떠할지를 검토했다. 먼저 지역
학의 영역으로 미국학이 포함된다면 어떠한 개념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살
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미국에서 타자를 보는 학문인 지역학과 미국에서의 미국
학을 비교해 보면서 만일 외국에서 미국에 대하여 이러한 지역학의 개념을 적
용한다면 어떠한 모습이 될 수 있을지 추론해 보았다. 이러한 추론에서 미국 지
역학은 다학제적이며, 실용지향적인 학문의 모습을 띨 것임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이러한 개념의 미국 지역학이 대학에서 어떻게 교육될 수 있을지
검토해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미국에서 지역학 프로그램의 교과목 구성과 운영
방식을 검토하였다. 그들의 경우 지역학의 성격에 걸맞게 교육에 있어서도 다학
제적이며, 실용 지향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이러
한 지역학 교육 모델에 따라 미국 지역학의 교육 프로그램을 그려보았다. 이를
위하여 가상적인 교과과정과 운영방식 및 사회적 수요를 검토하였으며, 마지막
으로 한국 대학 상황에서 이러한 교육 모델의 적용 가능성에 대하여 간단히 논
의하였다.
◆ 주제어: 미국학, 지역학, 미국 지역학, 다학제적 학문, 교육 프로그램

I. 머리말
우리나라 사람들의 미국에 대한 관심은 긍정적인 측면이건 혹은 부정적인 측
면이건 매우 높다. 이러한 사정은 대학생들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아 미국
관련 강좌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 또한 매우 높다. 미국이 세계질서를 지배하고
있고 당분간 이러한 사정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 상황에서 이는 지극히
당연하다. 본 글은 미국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을 어떻게 적절히 대학교육에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모색의 일부이다.
저자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미국에 대한 높은 관심에 부응하기 위한 학문 분
야와 교육 모델을 ‘미국 지역학’으로 설정해 보았다. 1920, 30년대 미국에서 출발
한 미국학(American Studies)이 독립 분과학문으로 존재하나, 이러한 형태의 학
문은 한국인의 미국에 대한 관심을 부분적으로 만족시킬 뿐이다. 미국인이 자신
을 연구하는 학문인 미국학과 타자를 연구하는 학문인 지역학을 대비한다면, 우
리의 경우 미국에 대한 연구는 지역학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하다.
‘미국 지역학’ 혹은 ‘지역학으로서의 미국학’이라는 개념은 생소한 개념이므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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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절에서는 이것이 왜 필요하며 어떤 성격을 가질 수 있는지 검토한다.1) 미국에
서 타자를 연구하는 지역학과 자신의 정체성을 연구하는 미국학과의 비교를 통
해 지역학으로서의 미국학의 개념을 추론하고자 한다. 다음에서는 이렇게 규정
한 지역학으로서의 미국학이 한국의 대학에서 어떻게 교육될 수 있을지 검토한
다. 이를 위하여 먼저 미국 대학에서 지역학이 교육되는 방식을 검토한 뒤, 한국
에서 미국 지역학을 이 방식에 따라 구성하였을 경우 어떤 모습이 될지 고찰한
다.

II. 미국 지역학의 개념 규정
미국에서 지역학과 미국학은 매우 흡사한 학문 배경을 갖고 있으나 둘 사이
에는 상호간 학문적 연계를 거의 형성하고 있지 않다. 이는 기본적으로 자신을
연구하는 학문인 미국학과 타자를 연구하는 학문인 지역학의 차이에 기인한다.
우리가 미국을 연구한다면 미국인이 타자를 연구하는 지역학의 개념에 해당하므
로 미국 지역학의 개념을 파악하기 위하여 미국의 학문 영역에서 지역학과 미국
학이 실제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검토하는 것은 매우 유용할 것이다. 이
러한 비교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지역학의 한 영역인 ‘미국 지
역학’의 개념을 추론하고자 한다. 다음에서는 미국에서 미국학과 지역학의 발달
과정, 연구 내용, 연구 방법론의 세 분야에서 두 학문을 비교하고, 이러한 논의
의 연장으로서 미국 지역학의 방향을 생각해본다.
1. 미국학과 지역학의 발달 배경
미국학은 유럽의 문화가 지배적인 상황 속에서 1930년대 무렵 자신의 독립적
인 정체성을 찾으려는 욕구로부터 시발되었다(May, 1996). 이 당시 미국의 학문
적 엘리트들은 미국을 유럽 문명의 열등한 연장으로 파악하여, 문학의 경우 영
국문학을 정전으로 치고 미국 문학은 이러한 문학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
로 간주하였으며, 역사학의 경우에도 유럽 문명으로부터 뿌리를 두고 있는 정치
적 전개에 치중할 뿐 미국 사회나 문화적인 발달에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
았다. 1920, 30년대 이러한 상황에 불만을 품은 일군의 학자들이 유럽과 구별되
는 미국만의 독특한 경험을 연구하려는 운동을 전개하였다. 1927년 패링턴
(Vernon Louis Parrington)의 Main Currents in American Thought의 출간이후
미국 고유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연구물이 잇달아 나오고 하버드, 예일 등에서
1) 여기서 말하는 ‘지역학으로서 미국학’은 기존의 미국학(American Studies)과는 다른
개념이므로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미국 지역학’이라는 새로운 용어로 지칭하기로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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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 과목을 설치하면서 학문세계에서 조금씩 자신의 영역을 구축해 갔다.
미국학의 뿌리는 1920, 30년대에 만들어졌으며 제2차 세계대전과 이후에 전
개된 냉전체제를 계기로 하여 본격적으로 발달하게 되었다(Davis, 1990). 나치와
같은 파시즘이나 제2차세계대전후에 공산주의 국가에 의해 세계가 위협당하는
상황에서 미국은 서구문화의 보루로서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식이 높아
지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적인 것을 연구하는 미국학은 재정적 및 기
타 제도적 뒷받침을 받으면서 독자적 학문 영역으로서 제도화의 길을 걷게 되었
다. 그 결과 1949년 American Quarterly라는 미국학 잡지가 발간되었으며, 1951
년에는 전국적인 조직인 미국학학회(American Studies Association)가 조직되었
다.
미국에서 지역학(Area Studies)의 본격적 발달 역시 제2차 세계대전을 계기
로 이루어졌다. 과거 선교사들이나 여행가들의 호기심에서 출발한 외국의 지역
에 대한 산발적 관심은 유럽의 경우 제국주의시대에 식민지 지역에 대한 지배의
필요 속에서 식민지 종주국을 중심으로 이 지역들에 대한 지식의 축적 노력으로
이어졌다(김경일, 1996). 이러한 관심은 1920, 30년대 무렵 미국의 대학들에서 세
계의 다른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로 조금씩 발돋움하기 시작하여 예일대,
미시간대 등에서 동양 혹은 남미지역을 연구하는 연구소와 학과를 개설하는 수
준에 이르게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역학은 전후 세계체제에서 미국의 헤게모니를 유지하
기 위한 전략적 필요에 의해 재정적 및 기타 제도적 지원을 전폭적으로 받으면
서 본격적으로 발전하였다. 미국인에게 낯선 일본과 전쟁을 치루면서 미국은 유
럽 이외 세계 여러 지역의 사회와 문화에 대한 체계적 지식이 국가의 이해와 밀
접히 연관됨을 절감하게 되었다. 미국 정부는 전쟁 중 대학에서 미국의 이해와
밀접히 연관된 세계 주요 지역의 언어와 사회문화를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본격
적으로 지원하게 되었다. 전후 시작된 냉전 체제는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체제
경쟁에서 미국이 세계 각 지역에 대한 영향력의 강화를 위해 지역에 대한 체계
적 지식을 적극적으로 축적할 필요를 더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미국의 주요
대학은 전후 미국과 이해관계가 높은 지역인 라틴아메리카, 동아시아, 러시아
및 동유럽 지역에 관한 지역학 프로그램을 경쟁적으로 도입하였다.
이와 같이 미국학과 지역학은 미국의 대학에서 제도화되는 시기는 물론 발달
배경에서도 유사한 특징을 보인다. 미국의 세계적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한편으
로는 자신에게 눈을 돌려 과거 유럽에 대한 종속으로부터 독립된 자신의 정체성
을 찾으려는 노력에서 미국학이 출발했다면,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의 타 지역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할 현실적 필요에서 지역학이 시작되었다. 미국학이 미국 자
신을 향한 애국주의, 국가주의의 소산이라면, 지역학 또한 미국의 이익을 높이기
위한 관심에서 시도된 미국 밖의 타자를 향한 자신의 국가주의의 발로였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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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학과 지역학의 연구 내용
미국학은 미국을 연구하는 학문이기는 하지만 미국 학계에서 통용되는 지역
학과는 매우 상이한 내용적 특징을 보인다. 이는 한편으로는 미국학이 출발한
학문적 배경이 지역학과 다르다는 이유와 함께, 다른 한편으로는 연구 관심 면
에서 미국 자신에 대한 연구와 여타 나라에 대한 연구가 갖는 기본적 차이에 기
인한다.
미국학은 주로 문학과 역사학을 하는 학자들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이들은
1960년대까지만 하여도 학문 목표에 대한 공통된 가정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즉 미국에는 미국인만의 독특한 정신(American Mind)이 있으며, 이 정신은 모
든 미국인들이 공유하며, 이러한 미국 정신은 미국의 고전적인 문학작품이나 사
상가들의 작품 속에서 잘 나타난다는 것 등이다(Wise, 1979). 이들은 미국 정신
을 하나의 통합된 총체로 여겼기 때문에 특정한 연구대상을 지향하고 있는 전통
적인 학문분과들은 이를 파악할 수 없으므로 다학제적인 미국학 연구가 필요하
다고 역설하였다. 전전의 미국학계에는 사회에 대한 관심이 일부 있었으며 전후
에도 국민성에 대한 연구나 사회 문제에 대한 인류학적 접근 등이 있기는 했으
나, 1950년대 상징신화 학파가 등장하면서 점차로 사회에 대한 관심은 탈색되고
문학 중심의 학문 분야로 정착하게 되었다.
미국학은 1960년대 중반에 본격적인 변화를 겪는다. 민권운동, 베트남 전쟁,
여성해방운동이 일어나면서 그동안 미국사회에서 소외되어 있던 여성, 소수 인
종, 노동자, 동성연애자 등의 삶에 미국학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게 되었다. 그 결
과 과거 미국은 동질적인 사회이며 미국 정신을 공유한다고 가정할 때에는 드러
나지 않았던 인종, 성, 계급의 문제가 전면에 부상하였다. 미국 사회의 다원주의
적 요소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공통적인 정체성 개념이 부정되고, 미국 및 미국
인이라는 말의 단일한 의미가 무너지게 되었다(정상준, 1998: 573). 여성학자들과
소수 인종ㆍ민족 출신의 학자들이 대거 미국학계에 참여하면서 여성 문제와 소
수 인종ㆍ민족에 대한 연구가 미국학의 중심을 차지하게 되었다. 또한 과거 백
인 중심의 고급문화가 미국의 정신을 대표한다는 가정이 허물어지면서 대중문화
나 노동자의 생활을 연구하고 미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성, 인종, 계급간의 갈
등과 지배구조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Griffin and Tempenis, 2002). 미국 사회
문화의 다양성에 관심이 옮아가면서 접근 방법에서도 변화를 보였다. 과거 동질
2) 미국학이 미국인의 민족주의의 소산이라는 점은 미국학 발전의 초기 시절이던 1950년
예일대 총장이던 Charles Seymour가 미국학 지원을 호소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전체
주의적 발전에 대항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는 우리 자신의 문화적인 자산을
이해하고 자유, 기업 그리고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주고 있는 우리 기구들의 타당성에
대한 적극적 신뢰이다”라고 역설한 점에서도 뚜렷이 나타난다(Davis, 1990: 355, 재인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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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미국의 정신을 가정할 때와는 달리, 대중 문화와 사회현상에 대한 탐구에
서 문학적 접근은 보통 사람들의 삶을 접근하는 다양한 경로들 중의 하나로 인
식될 뿐이다.
동질적인 미국 및 미국인이라는 가정의 붕괴는 그동안 어느 정도 정착되는
듯 보였던 미국학의 학문적 정체성을 뿌리째 흔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1990년대
들어 미국의 학계에서 여성문제나 인종 민족문제가 별도의 독립 학문 영역으로
급속히 분화되는 경향을 보이면서 미국학의 고유의 학문 영역에 대한 의문이 높
아지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급기야 최근 미국학회 회장 취임 연설에서 인종
ㆍ민족 문제를 미국학의 중심으로 보아서는 안된다는 반론을 제기하기에 이르렀
다(Washington, 1998).
1920, 30년대 미국의 대학에서 해외 지역에 대한 관심이 점증하는 시기에 역
사학, 인류학, 언어학 등에서 활동하던 학자들을 중심으로 지역학이 시작되었다
(김경일, 1998). 제국주의 시대는 물론 제2차대전을 계기로 급속하게 발전한 지
역학은 서구인들의 영향력 확장의 대상이 되는 제삼 세계에 대한 체계적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목표였다. 따라서 지역학라고 하면 주로 서구 문명에 포함되지
않는 서구인들에게 생소한 지역이 대상이 되었다. 즉 지역학이란 서구중심주의
적 시각에서 생성된 연구 분야로서, 지역학의 출생 시는 물론 지금까지도 대체
로 서구 문명지역 자신에 대한 연구는 지역학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3).
지역학은 이론적이고 학문적인 성격보다는 실천적, 정책적 관심에서 비롯되
고 발전되었으므로, 지역학의 연구 분야에 대한 엄밀한 학문적 정의는 거의 찾
아보기 어렵다. 지역학이 역사학자, 인류학자, 언어학자들에 의해 시발되었던 것
은 연구 대상이 되는 사회에 대한 체계적인 기존 정보가 빈약했기 때문에 나타
난 당연한 귀결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역사와 언어를 파악하는 것은
대상 사회와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며, 대
상 사회가 근대화된 서구사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단순하므로 하나의 사회와
문화를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인류학적 접근이 첫걸음으로서는 매우 적합한 시도
이기 때문이다. 전후의 미국의 지역학은 냉전체제 속에서 세계에 대한 미국의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 확장하는 데 기여하고자 만들어진 학문이므로 과거보다는
현대를 연구 대상으로 하며, 인문학보다는 사회과학 특히 정치학이 주도해왔다.
한편 전후에 독립을 성취한 제삼세계 국가들이 자국의 산업화와 근대화에 관
심을 가지면서 지역학이라는 이름 하에 선진국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선진국에서 시작된 지역학과는 달리 제삼세계 국가들은 자국의 발전전략을 세우
3) 서구문명지역 즉 미국이나 유럽에 대한 연구는 지역학의 범주가 아닌 각 분과학문에
서 보편적 지식을 추구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예외가 있다면 1990년대 들어 동구권
이 탈 공산화되는 과정을 연구한다거나, 혹은 유럽 공동체와 관련된 주제를 연구하는
경우 지역 특수적인 주제로 연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해당 지역에 대한 연
구들은 지역학에서 보다는 개별 분과학문에서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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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모델로 선진국을 연구하였다. 이들 나라에서는 각자의 나라가 처한 상
황의 맥락에서 선진국의 정치 경제적 발전 과정과 현재의 상태를 연구함으로서
자신의 나라의 발전에 도움을 얻고자 한다. 따라서 제삼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진
국에 대한 지역학은 정치경제적인 측면에 대한 연구가 주가 되며 선진국의 사회
와 문화는 주변적인 관심사이다. 우리나라에서 행해지는 선진국에 대한 지역학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전개되고 있다. 요컨대 지역학은 선진국이 제삼세계를 연
구하는 경우나 제삼세계가 선진국을 연구하는 경우나 연구자가 처한 국가의 맥
락에서 각자의 이해를 반영한 실용적 학문이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요약하면, 미국에서의 지역학과 미국학은 연구 내용면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미국학이 과거 문학과 역사학을 중심으로 한데서 출발하여 미국 사회와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인류학/사회학적 탐색으로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반면 미국에서
의 지역학은 역사학, 인류학, 언어학, 및 정치학을 중심으로 하여 제삼세계의 정
치, 사회, 문화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추구한다. 한편 제삼세계에서 선진국을 연
구하는 지역학은 선진국에서의 지역학과는 달리 정치학과 경제학을 중심으로 하
여 선진국의 정치경제적 측면에 대한 연구에 주력한다.
3. 미국학과 지역학의 연구 방법론
미국학과 지역학은 둘 다 종합적 이해를 목표로 하는 다학제적 연구라는 점
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다학제적 연구에 대하여 가해지는 비판의 하
나인, 학문의 고유성을 주장할만한 연구 분야와 방법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지
적에 대하여 두 분야 모두 근본적인 고민을 안고 있다. 인문학적 지향이 주축을
이루는 미국학과 실용적 지향인 지역학은 학문 동기의 차이로 인하여 방법론의
문제에 대하여 조금 다른 방식으로 대응해왔다.
미국학의 전성기라 일컬어지는 1950년대와 60년대 초반 신화상징 학파가 주
도하던 시절에 헨리 스미스(Henry Smith, 1957)와 레오 막스(Leo Marx, 1969)는
각각 그 당시 미국학의 방법론을 대표하는 두 논문을 발표한다. 그들은 미국의
정체성을 파악하는 방법론에 관하여 공통된 주장을 한다. 그들은 인문학적인 그
중에서도 문학적인 통찰력이 인간경험의 깊숙한 내면을 투시할 수 있다고 본다.
이 깊숙한 내면에 문화의 정수가 있으며 뛰어난 사상가와 작가에 의해 이것이
가장 일관성 있게 표현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은 고전적인 문학 작품이 전체 문
화의 가장 깊은 의미를 들여다 볼 수 있는 근원이라고 주장한다(정상준, 1998:
574-580).
1960년대 중반 이래 통합된 전체로서의 미국 문화에 대한 믿음이 허물어지면
서 문학을 통해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는 주장은 도전을 받게 된다. 소수의 고
급 문학작품이 미국인의 삶에 대한 일반적 인식을 반영한다는 주장의 경험적 근
거가 의심을 받게 되었으며, 대신에 일반인들의 사회 현실에 기반을 둔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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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현상에 관심이 분산되었다. 문자를 매개로 한 문화에 특권적 지위를 부여
하기 보다는 일상생활의 여러 행위 속에 문화가 담겨있다는 생각에서 사회 현상
과 구조에 대한 인류학적, 사회학적 접근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미국 사회문화
의 다양성에 눈뜨게 되면서 과거에 추구된 미국 문화에 대한 단일한 방법을 통
한 총체적 접근보다는 다양한 자료와 방법을 동원하여 미국을 구성하는 상이한
사회문화 유형에 대한 개별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요즈음 미국
학계에서는 인문학의 텍스트 분석, 역사적 사료 해석, 영화나 연극과 같은 예술
작품 분석, 경험 사례 분석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미국사회의 다양성과 갈등구
조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Griffin and Tempenis, 2002).
지역학은 초기부터 다학제적 연구를 주창하면서 실용적 목적에서 출발하였으
므로 미국학의 경우와는 달리 한동안 독자적 학문 분과로서 고유의 방법론을 구
축하려는 노력은 거의 시도되지 않았다(김경일, 1998: 25-31). 지역학은 사회문화
의 보편적 법칙에 대한 사회과학의 이해를 기반으로 하여 개별 지역의 특수한
사정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추구하는 데, 이 경우 개별 분과학문4)에서 접근하는
연구 결과를 종합하는 것을 넘어선 어떤 것이 총체적 이해인가에 대하여 분명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했다. 개별 사례의 특수성을 지향하는 문학이나 역사학의 방
법을 통하여 지역 및 그 지역의 사람들에 대한 총체적 이해가 어떻게 가능한가
에 대한 답도 명확하지 않다. 단순히 개별 지역에 대하여 사회과학 및 인문학의
각 분과학문에서 접근된 연구의 총합으로서만 지역학의 학제 간 연구가 의미를
갖는다면 실용적인 목적에는 기여할 것이나 고유 학문 분야로서의 지역학은 존
립 기반이 미약하다.
하나의 학문 분과에 의한 접근만으로는 어떤 지역에 대한 이해에 한계가 크
므로 개별 지역에 대한 실용적인 수준의 이해를 얻기 위하여 다양한 학문 분과
에 의한 접근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또한 어떤 현상이나 사례에 대하여 학문
적으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측면들을 상호 구분된 영역으로 파악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상호 연관되어 발현되는 것이므로 한 측면에 대한 이해는 다른
측면에 대한 이해를 돕고 나아가 전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임에 틀림이 없
다. 현재 지식 생산 체계가 각 학문 분과에 의해 상호 엄격히 구분되어 각자 자
신만의 영역과 방법론을 가진 체계를 구축하고 있어 서로 다른 학문 체계를 융
합하여 새로운 이해의 방법을 만들어 내는 것은 매우 어렵다. 결과 지역학의 독
립 학문 분과로서의 지위는 매우 취약하며, 고유의 지역학 방법론이나 연구 분
야를 설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요약하면, 인문학적 지향에서 출발한 미국학이나 사회과학적 접근에 치중하
는 지역학이나 현재 방법론적인 면에서 독자적 학문 분야로서 방법론을 구축하
4) 여기서 개별 분과학문은 고유의 주제와 방법론을 가진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개별 학
문 분야를 지칭한다. 이는 지역학, 노년학 등과 같이 다학제적 혹은 여러 학제가 융합
한 학문(inter-disciplinary 혹은 multi-disciplinary)과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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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고 있다. 미국학의 경우 다양한 소재와 방법을 동원하여 미국 사회와 문
화를 구성하는 다양한 유형들을 밝히려고 한다. 미국의 본질을 이해한다거나 혹
은 지역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추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유사한 목표를 표방한
것인 데, 미국학이 인문학적 접근에 조금 더 치중해 있다면, 미국의 지역학에서
는 사회과학적 접근이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5).
4. 타자로서 미국 연구하기
지역학으로서 미국학(이후부터 미국 지역학으로 지칭함)이란 기본적으로 ‘어
떻게 무엇을 연구하는 것이 타인의 입장에서 미국을 이해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
일까?’라는 질문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미국 지역학이 기존의 개별
학문 분야에서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연구하는 것과 어떠한 차이를
가질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분명한 것은 미국인이 자신을 연구할 때의
학문적 관심과 지향은 외국인이 미국을 연구할 때의 동기 및 관심과 다를 수밖
에 없다는 점이다. 외국인이 미국을 연구한다면 그의 관심이 드물게는 미국의
정체성에 대한 순수한 지적 호기심에서 출발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미국
을 보다 잘 이해함으로써 자신의 이익과 자신에 대한 이해를 높이려는 잠재적
혹은 현재적 의도에서 출발한다. 타자로서 미국을 보다 잘 이해하려고 한다면
미국적인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큰 도움이 될 것이나, 이는 미국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위한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다. 예컨대 타자로서 미국 문화를
연구한다면 미국 문화의 고유한 것을 발굴하려는 관심은, 미국 문화 전반 혹은
구체적인 문화 현상을 잘 이해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만 실현 가능할 것이다6).
미국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추구하는 지역학적 접근을 취할 때, 미국에 대한
인문학적 지식과 함께 사회과학적 지식도 동시에 필요하다. 인간의 경험이란 정
치, 경제, 사회, 문화가 복합된 현상이며, 분석적으로 구분된 각각의 분야는 서로
밀접하게 엮여 있으므로 한 분야에 대한 이해는 다른 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이
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미국 사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분야들을 어느 정
도 균형 잡히게 알아야만 미국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얻을 수 있다. 물론 능력
이 한정된 연구자로서 중요 분야를 모두 잘 알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개별 영역
5) 물론 미국학이 인문학적 접근을 선호한다던가, 지역학이 사회과학적 접근이 우세하다
는 것은 정도의 문제이다. 최근에 미국학의 연구 범위와 방법론이 다양화되면서 미국
학과 지역학 간에 연구 방법론의 구분은 점차 무의미해 지는듯하다.
6) 이는 외국인이 한국을 연구하려 할 때 한국의 고유한 것에 우선적으로 관심이 있는가,
혹은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종합적 이해에 우선적으로 관심이 있는가
하는 문제와 유사하다. 한국에 대하여 어느 정도 지식을 섭렵한 사람의 경우 한국 문
화의 고유성을 탐색하는 협의의 ‘한국학’에 관심을 가질 것이나, 많은 경우 한국에 대
한 관심은 한국의 특수성보다는 종합적인 이해에 목표를 둔 광의의 ‘한국학’에 우선순
위가 매겨질 것이다(은기수,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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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는 어느 정도 희생해야 할 것이나, 자신이 특히 관심이
있는 한두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다른 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함
께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조합으로 생각된다. 즉 타자로서 미국을 연구할 때
에는 한두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함께 여타 분야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도
함께 요구된다. 인문학에서 출발한 미국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서 미국
에 대한 사회과학의 기본적인 지식의 섭렵이 요구되며, 거꾸로 사회과학에서 출
발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두 가지 접근 모두 미국 지역학을 하는 즉 미국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타당한 방식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분과 학문과 지역학 간의 관계 설정이 어려운 문제로 대두된다. 미
국에 대하여 개별 분과학문의 깊이 있는 지식과는 독립된 지역학 분야의 지식을
거론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지역학이라는 분야 자체가 지역에 대한 여러
분과학문의 지식을 종합하는 것이며, 실제 지역학 분야에 관여하는 대다수의 학
자들은 모두 개별 분과학문에서 훈련을 받았고 자신의 학문 활동에 대한 정체성
을 그 곳에 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학이라고 할 때에는 지역적인 특
수성에 대한 관심과 다학제적 접근 및 비교 사회문화적 접근 등의 특징을 갖고
있다. 요컨대 학문 분야로서 지역학은 다학제적 영역으로서 개별 지역에 대하여
여러 분과 학문들의 공통분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볼 때 다른 학문
분야와 독립된 고유의 영역과 방법론을 가진 개념으로 지역학을 설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학자의 입장에서도 지역학은 개별 분과 학문과 함
께 공존하는 존재로서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문학자이면서 미국학자이며,
인류학자이면서 미국학자이며, 정치학자이면서 미국학자라는 개념 설정이다. 이
는 다른 다학제적 학문 분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예컨대 근래에 들어 급속
히 발전하고 있는 노년학(Gerontology)의 경우, 노인과 관련된 연구를 여러 학문
분야에서 하며 노인에 대한 이해의 깊이를 넓혀가고 있다. 이 경우 노년학자이
면서 심리학자이고 생리학자이고 사회학자라는 복합적인 학문 정체성은 아무 문
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 지역학이 미국의 이익에 기여하는 학문이었듯이, 외국에서 미국에
대한 지역학의 수요자는 미국인이 아닌 자국인이다. 외국인의 입장에서 미국에
대하여 종합적인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면 미국의 미국학과는 학문의 목적을 달
리한다. 타자로서 미국의 연구는 보다 더 다학제적 연구가 되어야 하며, 비교 사
회문화적 시각에서 오는 통찰력이 들어간 연구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견해는
외국에서 미국에 대하여 연구하는 여러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공감하는 사항이다
(Robin, 1993; Desmond and Dominguez, 1996; Winks, 1988; Morris, 1998;
Ickstadt, 2002), 실제 외국에서 하는 미국에 대한 연구는 미국학의 이름을 달고
있다고 하여도 실제는 미국의 미국학에서 추구하는 바를 그대로 수용하기 보다
는 다학제적 연구로서의 미국 연구를 지향하고 있는 데, 이러한 경향은 유럽 문
명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 보다 뚜렷이 관찰된다(아베, 1998; Zhu,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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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kakibara, 1988; Ford and Haulman, 1996).
이 경우 외국인의 입장에서 미국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지향하는 지역학적
접근이 별도의 학문 영역으로 필요한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의
문은 지역학의 기본적 성격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즉 과거 지역학의 발생 배
경이 제국주의 국가들의 세계 지배를 위한 실용적 목적에 기여하는 데 있었듯
이, 미국 지역학 또한 우리의 입장에서 미국에 대한 종합적 이해에 대한 실용적
목적에 기여하는 데에서 학문 분과로서의 정당성을 찾을 수 있다. 미국에 관하
여 여러 학문간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본격적인 연구의 필요성은 지금까지 많이
제기되어 왔다(천승걸․김성곤, 1987: 김경일, 1998). 우리의 미국에 대한 관심은
개별 분과학문의 순수 학술 지식 탐구에도 있지만, 미국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통한 우리의 잠재적, 현재적 이해에 도움을 얻고자 하는 실용적 의미 또한 적지
않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미국 학문계에는 존재하지 않는 개념인 미국 지역학
이 우리 학문세계에서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하다.

III. 미국 지역학의 교육 프로그램 모색
앞 절에서 미국 지역학은 어떤 학문이 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검토해
보았다. 미국 지역학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하나는 미국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추구하는 다학제적 학문이라는 점이며, 둘째는 자국인의 이
해와 관련된 실용적 학문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성격의 미국 지역학을 교육 받
은 학생들은 미국 문제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인력으로서 학자로서보다는
실무에 종사하는 미국 전문가로서 사회에 진출할 것이 기대된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미국 지역학의 개념에 근거하여, 어떻게 대학에서 이를
교육하는 것이 적합할지 검토해 본다. 이를 위하여 미국의 대학에서 실행되고
있는 지역학 교육 모델을 살펴보고, 이러한 지역학 교육 모델이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대하여 적용된다면 어떠한 모습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본다. 우리나라
의 대학에서도 미국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지향하는 다학제적 학문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부분적으로 개설하고 있기는 하나 아직 본격적으로 이러한 목적에
부합할만한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우선 교육
프로그램의 기본 틀을 검토하는 데 주력하고자 한다.7)
7) 이러한 목적에 적합한 미국 지역학 교육 프로그램은 우리나라에서 아직 찾아보기 어
렵다. 기존의 미국학과의 경우 학생들의 영어 습득 능력 미흡으로 인하여 미국의 사정
에 대한 종합적 이해보다는 영어 교육에 치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김남균, 2001).
한편 지난 수년간 활성화된 국제 대학원의 경우 교과과정이 다양하지 않으며, 특히 경
제, 통상, 정치 외교 등의 일부 분야에 치중하고 있는 형편이라 종합적 이해를 지향한
다고 보기 어렵다. 한국외국어대학교의 국제지역대학원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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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대학의 지역학 교육 프로그램8)
미국 대학의 지역학 교과과정은 대학에 따라 또 연구 대상 지역에 따라 매우
다양하므로 일률적으로 지역학 교육의 모델을 언급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대부
분 대학의 지역학 교과과정에서 공통적인 특징을 추출할 수 있는 데, 그것은 다
학제적 접근이라는 점이다. 학교에 따라 인문학과 사회과학 중 어느 분야에 비
중을 두는가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어느 사례를 보아도 매우 다양한 다학제적
교과과정을 구성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다음에서는 미국 대학의 지역학 교육에
서 대표적인 세 사례를 통해 지역학 교육 모델의 특성을 살펴본다. 하나는 미시
간 대학교의 ‘아시아 지역학’ 프로그램(Asian Studies)이며, 두 번째는 하버드 대
학교의 ‘러시아 동유럽 중앙아시아 지역학’ 프로그램(Regional Studies - Russia,
Eastern Europe, and Central Asia)이며, 세 번째는 텍사스 대학의 ‘라틴아메리
카 지역학’ 프로그램(Latin American Studies) 이다9). 이 세 개 지역은 미국에서
지역학 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이 가장 발달한 대표적인 지역이며, 각각의 대학
은 각 지역학의 대표주자 격인 사례이다. 미국의 연구중심 대학의 경우 학부에
서는 교양교육과 약간의 전공에 대한 지식을 추구하는 정도인 반면, 학과의 특
성을 본격적으로 반영하는 교과과정은 대학원에서야 나타난다. 따라서 여기에서
도 대학원 교과과정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부분적으로 학부의 교과과정에 대하여
거론한다.10).
먼저 세 학교의 프로그램에서 두드러진 공통점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
째는 매우 다양한 메뉴의 다학제적 교과과정을 운영하면서 학생의 관심에 따라
상당한 선택의 폭을 허용한다. 둘째는 지역 언어에 숙달하는 것이 학위 취득의
필수 요건이나, 교과과정에서는 언어 교육보다 지역에 대한 종합적 이해에 초점
이 맞추어져 있다. 셋째는 석사과정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예외가 있기는 하나
괄하는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목적에 근접하나, 아직 목적에 부합
할 만한 수준에 오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8) 본 논문에 제시되는 사례는 각 대학의 프로그램 안내자료, 대학 관계자와의 인터뷰,
프로그램에서 수학하고 있는 대학원생과의 인터뷰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특히 텍
사스 대학 사회학과의 Gideon Sjoberg 교수와 동 대학 라틴아메리카 지역학의 이상현
씨의 도움이 컸음을 여기에서 밝힌다.
9) 미국 대학의 학과명에Studies가 붙어 있는 경우 이를 어떻게 번역할지 어려움이
있다. 미국 대학 구조에서 일반적으로Studies혹은Program은 독립 분과학문으
로의 지위에 도달하지 못한 비교적 새로운 학문 영역을 지칭한다. 이는 학문의 성격에
서만이 아니라 대학 사회에서 교과과정의 구성, 교원 인사, 학과 재정 등 모든 면에서
Department의 지위 보다 낮은 독립성을 가진다. 우리나라에서는~연구혹은 경
우에 따라~학과 같이 혼용하여 사용하나, 여기에서는 혼동을 피하기 위해~학
으로 통일한다.
10) 학부와 대학원의 프로그램의 차이는 공부하는 정도와 수준의 차이일 뿐 프로그램 구
조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즉 대학원 프로그램의 지역학 교육 방식이
학부 지역학 전공에서도 대체적으로 적용된다고 보면 큰 무리가 없는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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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박사 학위를 수여하는 독립 과정은 개설하고 있지 않다. 넷째는 경영, 저
널리즘, 법, 공공정책 등 전문대학원과 연계 전공을 권장하며, 실무적인 지역 전
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섯째는 지역학 프로그램에서는 해당 지역의
역사와 문화 및 사회적 쟁점에 대한 기초적 성격의 교과목을 제외하고 심화 교
과목은 사회과학 중심의 교과목을 개설하거나 혹은 해당 분과 학과에 위탁하고
있다. 여섯째는 모든 지역학 교육 프로그램이 지역 전문연구소를 모태로 하여
출발했으며, 현재도 연구소와의 밀접한 연계 하에 운영되고 있다. 다음에서는 이
러한 특징이 각 사례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있는지 살펴보자.
미시간 대학교의 ‘아시아 지역학’ 프로그램은 미국에서 지역학이 제도화되던
초기인 1930년대에 설립된 ‘아시아 언어와 문화’ (Asian Languages and Cultures)
학과로부터 근래에 떨어져 나온 지역학 프로그램이다. 재미있는 것은 미시간 대
학교의 학과 분류에서 ‘아시아 언어와 문화’ 프로그램은 인문학의 영역으로 분류
되어 있음에 비하여, ‘아시아 지역학’ 프로그램은 사회과학의 영역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점이다. ‘아시아 지역학’ 프로그램은 세 개의 개별지역 - 중국, 일본, 남
및 남서아시아 -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개별지역이 서로 매우 상이한
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석사 과정 학생들은 이 세 지역 중의 하나를 관심 지역
으로 선택하여 해당 지역의 과목을 집중적으로 택하도록 하고 있다. 교과과정을
보면, 각 지역과 관련하여 역사, 문학, 철학, 종교학, 예술 등 인문학 분야의 다
양한 과목들과 인류학, 사회학, 정치학, 경제학, 경영학 등의 사회과학 과목들을
전공과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학생들은 각 지역에 대한 역사를 개괄하는 과목과, 다학제적
인 성격의 지역에 대한 기초 세미나과목을 필수로 이수해야 하며, 이외에는 각
분과학문에서 개설하는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주제의 과목을 선택적으로 이수하
도록 교과과정이 조직되어 있다. 프로그램 재학 3년차까지 해당 지역 언어에 대
한 능력 시험을 통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교과 과정에서는 언어 습득 관련
과목을 전공과목으로 지정하고 있지는 않다. ‘아시아 지역학’ 프로그램의 경우
경영학 특히 MBA과정, 공공정책, 사회사업, 도시계획, 공공보건 등과의 복수 학
위과정을 권장하고 있다. 이러한 복수 학위과정은 ‘아시아 지역학’ 프로그램에서
출발하거나, 혹은 개별 분과학문에서 출발하는 경우 모두를 허용하고 있다.
한편 ‘아시아 언어와 문화’ 학과의 경우 언어, 문학, 철학, 종교의 영역이 고
루 배치된 교과목 구성을 보인다. 또한 이 학과의 경우에도 ‘아시아 지역학’의
경우와 유사하게, 언어 습득과 관련된 교과목보다는 언어학과 문화관련 실질적
인 내용을 다루는 과목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언어 습득과 관련하여서는 졸업
요건으로 언어 능력 시험의 통과를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
하버드 대학교의 ‘러시아 동유럽 중앙아시아 지역학’ 프로그램은 전후의 냉전
시대에 미국 정부의 위탁에 의한 동구권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으로부터 성장한
지역학 교육프로그램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냉전이 종식된 지금에도 이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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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의 교과과정을 보면 미국의 동구권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 관심이 뚜렷이 반영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러시아어와 지역의 역사, 문학, 정치, 경제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갖춘 지역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며, 이들이 공공서비스, 기업
경영, 언론계, 및 학계에 진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프로그램 소개에서 명시하고
있다. 교수진 및 교과목 구성에서도 러시아 역사, 러시아어 및 문학, 지역 정치,
지역 경제가 주종을 이룰 뿐, 인문학이나 사회과학의 다양한 영역의 교과목을
전공과목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 과도하게 인문학 과목을 수강하는 것을 제한
하며, 사회과학 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취득하도록 하는 교과 규정을 갖고 있다.
지역에 대한 기초 과목만을 이 프로그램에서 열며, 분과 학문으로부터 개설된
다양한 과목들을 이 프로그램의 전공과목으로 인정하는 방식은 미시간 대학의
경우와 동일하다.
미시간 대학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학위 취득 요건으로 지역 언어 능력 시험
을 통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언어 습득과 관련된 학점 이수를 필수로 요구
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학생 개개인의 욕구에 따라 교과목이 선택적으로 구성
될 수 있도록 교과목 선택의 폭을 넓게 두고 있다. 박사학위의 경우 단독 학위
과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러시아어 및 문학, 역사학,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분
야에서 박사 학위과정을 하면 이 프로그램과 연계될 수 있음을 밝히는 정도이
다.
텍사스 대학의 ‘라틴아메리카 지역학’ 프로그램은 앞의 두 사례보다도 더 다
양한 다학제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드러진다. 지역학 프로그램 자체
에서 개설하고 있는 것은 지역에 대한 역사와 개괄적인 사회문화적 지식 및 최
근의 쟁점을 개관하는 몇 개의 과목에 불과하며, 각 분과 학문에서 개설하는 라
틴아메리카 관련 과목을 전공과목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은 앞의 사례와 같다.
그러나 앞의 사례와 달리 전공으로 인정하는 관련 과목의 학문 영역은 거의 인
문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있다. 주요 관련 분과 학문과 교과과정 위원회를 구성
하여 이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매학기 분과 학문의 관련 교과과목의 변
동사항을 수시로 프로그램의 교과과정에 반영하고 있다. 앞의 ‘아시아 지역학’이
나 혹은 ‘러시아 동유럽 중앙아시아 지역학’과 비교해 특이한 점은 인문학 중에
서 역사에 대하여는 상당한 비중을 부여하나 언어와 문학에 대한 비중이 약하며
인류학이나 사회학 및 경제 경영 분야의 비중이 크다는 점이다. 이러한 프로그
램의 특성 또한 미국의 중남미에 대한 이해 관심이 반영된 결과로 생각된다11).
텍사스 대학 라틴아메리카 지역학 프로그램은 대부분의 여타 지역학 프로그
램과는 달리 박사학위 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박사 학위과정의 경우 다학제적인
연구를 강제하기 위하여 입학 사정에서부터 교과과목 구성, 및 논문을 쓰는 단
11) 또한 이 지역에 스페인계 인구가 많으므로 다른 지역보다 스페인 언어와 문화에 대
한 독립적인 프로그램의 집중도가 높다. 따라서 라틴아메리카 지역학 프로그램은 상대
적으로 스페인계 언어와 문화의 영역을 덜 다루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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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 이르기까지 다학제적 연구를 필수 요건으로 하고 있다. 예컨대 입학 사정
을 위한 에세이에서 해당 지역에 대하여 왜 두개이상의 전공에 걸치는 연구를
하는 것이 본인의 관심사에 적합한지를 명기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한 개의 제
1전공과 두개의 제2전공을 택하여 강의를 듣도록 하고 있고, 논문제출자격시험
에서도 두개 이상의 전공에 걸쳐 지식을 측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논문의 통과과정에서도 두개 이상의 전공 교수진이 참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다학제적 연구를 강제한다는 점 이외에는 학생이 연구하려고 하는 주제에 대한
제한은 거의 없어 인문학이건 혹은 사회과학이건 논문의 주제와 내용 및 방법론
은 순전히 학생과 학생이 구성한 지도교수진과의 협의에 따라 결정되도록 개방
하고 있다.
다른 사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지만, 이렇게 해당 지역과 관련하여 다양한
분과 학문을 공부하도록 하는 것은 학습의 통일성 면에서 많은 혼란과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학생 개개인별로 각자의 관심
에 따라서 교과목 구성에 다양성과 일관성이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지도하는
데 많은 노력을 투자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특이한 점은, 상대적으로 한 분과
학문에 집중하면서 학위논문을 쓰는 과정과, 세 개의 서로 상이한 분야에 고루
노력을 분산하면서 논문 대신 각 분야별 보고서를 제출하는 과정 중에서 학생이
고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전자가 상대적으로 더 개별 학문 분과
의 전문성을 강조한 과정이라면, 후자는 다양한 지식 습득을 강조한 과정으로
해석된다. 이 프로그램 역시 경영학, 법학과의 연계전공을 권장하는 점에서 실용
지향을 읽을 수 있다. 스페인어의 경우 졸업을 위한 언어능력 시험 통과를 요구
할 뿐, 교과과정에 과목 이수에 대한 요구는 전혀 없다.
지역학 학부 과정의 경우 대학원 과정과 마찬가지로 대학에 따라 또 대상 지
역에 따라 다양한 변이를 보인다. 위에 예를 든 하버드 대학의 ‘러시아 동유럽
중앙아시아 지역학’ 프로그램이나 미시간 대학의 ‘아시아 지역학’ 프로그램의 경
우 학부 과정은 없으며, 단지 ‘슬라브 언어 및 문학’이나 ‘아시아 언어 및 문화’
학과가 학부과정을 개설하고 있을 뿐이다. 반면, 미시간 대학의 ‘러시아 동유럽
지역학’ 프로그램(Russian and East European Studies)의 경우나 혹은 텍사스
대학의 ‘라틴아메리카 지역학’의 경우 학부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데, 두 과정은
상이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미시간 대학의 ‘러시아 동유럽 지역학’ 프로그
램의 경우 전공 학생들이 지역의 폭넓은 배경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언
어, 역사, 경제, 정치, 지리, 문화, 국제관계, 문학 등 다양한 분야의 과목을 이수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텍사스 대학의 ‘라틴아메리카 지역학’의 경우 대학
원 과정과 흡사하게, 학부 3,4학년을 대상으로 지역의 역사와 일반 사정에 관한
기초과목에 관하여서만 최소한의 이수 학점(15학점)을 요구하며, 나머지는 인류
학, 예술사, 경영, 경제, 지리, 정치, 역사, 사회학,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중의 한
분야를 선택하여 이 분야에서 개설된 라틴아메리카 지역 관련 과목을 소정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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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이수하면 지역학 전공 학사 졸업을 승인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지역 언
어의 경우 지역관련 과목을 듣기 위하여 어느 정도 지식이 요구되며, 본격적으
로 언어를 공부하려 할 경우 스페인어 혹은 포르투갈어 자체를 집중 영역
(areas of concentration)으로 선택하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미국의 지역학 교육 모델을 요약하면, 지역학 프로그램 자체가 매우 다양한
모습을 띠고 있기는 하지만 지역학의 개념에 충실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면
에서는 차이가 없음을 발견한다. 대학간 대상 지역간 차이보다는 앞에서 지적한
공통점이 두드러지게 공유되고 있다.
2. 미국 지역학의 교육 프로그램 탐색
미국 대학의 지역학 프로그램을 참고하여 한국 대학의 미국 지역학 프로그램
을 설계하려고 할 때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교과목 구성은 물론, 학부
및 대학원 프로그램의 교육 효과성, 타학문 분야와의 관계, 사회적 수요 등이 우
선적으로 떠오르는 관심사이다. 이 각각의 문제에 대하여 다음에서 간단히 검토
한다.12)
먼저 미국 지역학의 모델 프로그램을 개략적으로 그려 보면 다음과 같다. 미
국 지역학 프로그램의 목표는 미국에 대하여 인문 및 사회과학 전반의 포괄적
지식을 지닌 실무 지향의 지역 전문가를 육성하는 데에 두어져야 한다. 이를 위
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데에서 두 가지의 요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하나는
미국 지역학이 다학제적 특성을 갖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하여
지역 이해에 필수적인 내용을 담은 공통기초 과목을 개설하고, 이에 더하여 다
양한 개별 분야에서 개설되는 해당 지역관련 과목의 선택을 넓히도록 한다. 다
른 하나는 영어 구사 능력과 관련된 사항이다. 지역학 프로그램에서 기본적으로
영어 습득을 목표로 한 과목은 지역의 이해를 깊이 하는 과목과는 별도로 관리
한다13). 지역학 전공 학생들의 경우 졸업 시까지 일정 수준의 영어 구사 능력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하여 언어 능력 평가시험을 통과하도록 한다.
12) 한국에서의 미국 지역학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하여 여러 관계
교육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었음을 밝힌다. 필자의 미국지역학 대학원 및 학부 프로그램
의 운영 경험이 반영되었음은 물론, 서울대 정상준 교수, 평택대 김남균 교수, 한국외
국어대학 성경준 교수의 도움이 컸다.
13) 실제 영어 습득과 지역의 이해를 심화한다는 목표는 별도의 과정으로 분리될 수 없
다. 필자가 지역학 수업을 듣는 대학원 학생들과 면담 결과 그들이 지역학 교과목을
듣는 가장 큰 이유로 영어 실력의 심화를 들고 있다. 또한 지역학 프로그램 과정을 이
수한 학생들의 경우에도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영어 실력의 향상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는 어느 정도 영어 구사가 가능한 학생들의 경우이다. 지역학 교과목의 원어
교재와 원어 강의를 따라오지 못하는 단계에 있는 학생들의 경우 영어 습득을 위한 낮
은 단계의 교과목이 별도로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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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미국 지역학 프로그램의 교과 과정
인문학
사회과학
심 화 문학, 철학, 종교,
역사(심화), 지리(심화) 정치, 외교, 미디어,
인류/사회학
문화예술
경제, 경영, 법
지역기초
역사, 지리, 사회문화 일반
기초
언어
영어

미국 지역학 교과목의 구성은 지역 기초 교과목과 지역 심화 교과목으로 구
분한다. 각 범주의 교과목 구성은 그림과 같다. 기초 교과목은 다시 언어 기초와
지역 기초로 나뉜다. 언어 기초는 영어 습득을 위한 과목으로, 지역기초는 미국
의 지리와 역사 및 사회문화 일반에 관한 입문 과목으로 한다. 지역 심화 교과
목은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주요 분야에 걸쳐 미국과 관련된 포괄적인 지식을 습
득하도록 한다. 기초과목들은 학부 1, 2학년에 집중적으로 배치하여 각 분과 과
목의 지역 심화지식을 습득하기 전에 지역에 대한 기초적 소양이 갖추어 질 수
있도록 한다. 학부 3, 4학년에 개설되는 지역 심화 교과목의 경우, 미시간대학
학부 프로그램의 경우와 같이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주요 과목들을 골고루 이수
하도록 하는 방법과, 텍사스대학 학부 프로그램의 경우와 같이 인문학 혹은 사
회과학의 한 전공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해당 분야의 과목을 선택하도록 하고
다른 전공의 과목은 부수적으로만 듣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저자의 견해로는
인문학과 사회과학 사이에는 학문간 성격 차이가 매우 크므로, 인문학과 사회과
학을 크게 두 집단으로 묶고 인문학과 사회과학 양쪽에 걸치는 역사, 지리, 인류
학, 사회학 분야를 공통의 영역으로 분류하여, 먼저 인문학과 사회과학 중 집중
영역을 선택하도록 하고 공통의 영역은 양 분야 모두 듣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
한다. 즉 개별 학과의 특성화의 맥락에서건 혹은 학생 개개인의 선택으로건 두
관심 분야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한 뒤, 각 관심 분야에 포함되는 교과목을 골
고루 듣도록 하고, 선택하지 않은 다른 분야의 과목들은 최소한만 듣도록 하는
절충 방법이 보다 효과적일 것 같다. 예컨대 미국 지역학의 인문학 분야를 심화
분야로 선택한 경우 미국의 문학, 사상, 종교, 문화예술 과목들을 골고루 듣도록
하고, 사회과학의 과목은 최소한으로만 듣도록 한다. 거꾸로 미국 지역학의 사회
과학 분야를 심화분야로 선택한 경우 미국의 정치, 미디어, 경제, 경영, 법, 언론,
국제관계의 과목들을 골고루 듣는 대신 인문학의 과목은 최소한으로만 듣도록
한다. 양 분야 모두 공통의 영역에 속하는 미국의 역사나 인문 지리, 문화와 사
회에 관한 과목을 심화 분야 과목들과 함께 이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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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분야의 경우 단순히 기존의 각 학문 분과에서 개설되어 있는 과목을 찾
아가 듣도록 하는 수동적 방식으로는 지역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구하는 데 어
려움이 크다. 다학제적 접근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학 프로그램이 주관
이 되어 다학제적 연계 과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예컨대 ‘미국의 지리
와 역사’, ‘미국의 성, 인종, 다문화주의’, ‘미국 문학과 사상의 흐름’, ‘미국인의 종
교와 가치관’, ‘미국 언론과 정치’, ‘미국 문화와 세계화’, ‘미국 사회와 정보화’,
‘미국 경제와 기업’, ‘미국 속의 한국, 한국 속의 미국’, 등과 같이 학문간 연계과
목을 개발하여 학생들에게 종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훈련의 기회를 가급적 많
이 제공하도록 한다. 또한 지역학의 주요 특징인 비교 문화적 접근을 강조하여
인문학 및 사회과학의 각 영역에서 미국과 세계 혹은 미국과 우리나라를 비교하
는 교과목을 풍부하게 개설하여 학생들의 비교 사회문화적 사고력이 배양되도록
한다. 미국 지역학 프로그램의 성패는 이러한 다학제적 혹은 학제간 및 비교 사
회문화적 교과목이 학생들에게 미국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가능케 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미국 지역학 프로그램에서 교과목 구성은 필연적으로 타학문 분야와의 관계
설정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분과 학문 분야의 배타성이 심한 학문 풍토에서 다
학제적 학문 분야의 존립 기반은 매우 미약한 것이 사실이다. 이는 학자로서의
정체성은 물론 학생들의 소속 분야에 대한 정체성에서도 동일하다. 미국 대학의
경우에도 지역학 프로그램에 소속되어 있는 교수들은 개별 분과학문에 일차적인
정체성을 두고 있으며, 학생들에게도 분과학문과의 연계 전공을 권장하고 있다.
지역학의 성격 자체가 다학제적이므로 교수 및 학생들의 소속 또한 다학제적으
로 구성되는 것을 용인해야 할 것이다. 즉 교수의 경우에도 분과학문과 연계하
여 소속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들의 경우에도 미국 지역학 전공학생은 물
론 타 분과 학문의 학생들도 서로 간에 영역을 넘나들 수 있도록 개방적인 운영
방식을 취해야 한다.
이 경우 미국 지역학이 미국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위하여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즉 미국에 대해 공부한다는 이유만으로 여
러 학문 분야를 넘나들면서 과목을 이수도록 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미국에 관해
효과적으로 지식을 습득토록 하는 방법인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어느 한 분야에서도 심화된 지식을 갖지 못하고 미국에 대하여 다양하
지만 피상적 수준의 지식만을 습득할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의문에 대하여 두
가지 점에서 반론이 가능하다.
하나는 지역학의 기본적인 존립 논리를 제시할 수 있다. 즉 인간의 행위란
학문적으로는 인문학, 사회과학의 개별 영역이 상호 구분된 측면으로 파악하지
만 실제에 있어서는 상호 연관되어 발현되는 것이므로, 한 측면에 대한 이해는
다른 측면에 대한 이해를 돕고 나아가 전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방향으로 작
용할 것이다. 전문적인 지식을 생산하는 활동에서는 분석을 거듭해 가면서 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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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 간에 분업을 하는 것이지만, 실제 사회 현장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종합
적인 이해가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전문화로 나가기 위한 전단계로서 대상 지
역에 대한 종합적인 기초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다. 예
컨대 미국 법을 연구하기 위하여 미국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지 않고
는 어려울 것이며, 미국 통상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도 경제나 통상 지식만으로
는 부적절하다. 실무 전문가로서는 물론이고, 학자로서 어느 영역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생산하기 위해서도 어느 정도의 종합적인 이해는 필수적이다.
다른 하나의 반론은, 한국의 대학 현실에서 미국에 대한 종합적인 지식을 습
득할 수 있는 기회는 매우 제한되어 있는 반면, 사회적인 요구는 매우 크다는
점을 제시할 수 있다. 한국 대학의 각 분과학문에서는 주로 개별 분과의 보편적
지식을 중심으로 교육 과정이 설계되어 있으므로 미국 사례의 특수성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와 문화를 공부하거나 혹은 정치경제를 공부할 기회는 개별 분과학
문 내에서는 매우 적다. 예컨대 우리나라의 대학에서 미국의 역사, 미국인의 사
상이나 종교 활동, 미국 문화, 미국 사회, 미국 정치, 미국 경제와 기업, 미국 법
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는 역사학과, 철학과, 인류학과, 사회학과, 정치학과, 경
제 경영학과, 법학과 등에서 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특성상 미국에 대한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지식은 절실히
필요하며, 실제 대학에서도 미국관련 강좌에 대한 학생들의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영어 구사 능력과 함께 미국에 대한 종합적 지식을 갖춘 미국 지역
전문가는 개별 분과 학문의 전문 지식으로 훈련 받은 사람과 함께, 우리 사회가
미국과 상대하여 일을 추진하는 데에서 절실히 필요한 인재이다. 이러한 맥락에
서 미국 지역학이 실용적인 목적을 가진 교육 프로그램으로 성장한다면, 미국과
매우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우리사회의 특수성에 매우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
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요컨대 미국 지역학은 미국 사회와 문화에 대한
지식에 더하여 미국의 미국학에서는 소홀히 취급하는 사회과학의 분야, 즉 정치,
경제, 국제관계, 법, 경영 등을 아우르는 실용적 다학제적 프로그램으로 성장해
야 할 것이다14).
마지막 검토사항은 미국 지역학 프로그램이 교육의 효과성면에서 학부 과정
과 대학원 과정 중 어디에 더 적합할까 하는 문제이다. 한국 대학의 현실로 볼
때 이러한 성격의 프로그램은 학부 과정보다는 대학원 과정에서 더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학부 과정의 경우 학생들의 영어 기초지식이 미
14) 우리나라에서 미국 지역학이 앞의 교과목 틀에서 제시한 심화분야 중 사회과학 영역
과 인문학 영역간에 상대적 비중을 어떻게 두는 것이 적당할지 하는 문제는 추가적인
연구를 요한다. 실용성을 중시하는 지역학의 특성상 사회과학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 문화에 대한 종합적인 인문학적 관심 또한 적지 않은 것으로 보
이며, 이러한 관심이 지역학 분과의 일부로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학자 또한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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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한 상황에서 언어 교육에 주력할 수밖에 없으며, 또한 개별 분과 학문에서 교
육시키는 분석적 지식과 연구 방법에 생소한 학생들에게 여러 분과를 포괄하면
서 종합적 지식을 우선적으로 제공할 경우 사고의 폭과 깊이를 넓이는 데 지역
학 프로그램이 효과적일지 의심스럽다.15) 교수 요원을 조달하는 데에서도 학부
과정보다는 대학원 과정의 경우 분과 학문 간의 장벽에서 보다 자유로울 수 있
다. 학부 과정에서 미국 지역학 프로그램을 개설할 경우 미국 지역에 대한 구체
적 지식의 습득은 매우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지리라 생각된다. 학부 과정이라면
앞의 미국 지역학 교육 모델에서 제시한 지역 기초 과목과 심화 공통 과목을 배
우는 정도에서 크게 진전하지 못할 것이다.
반면, 정도의 문제이기는 하나,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미국에 대한 종합적인
지식을 제공하는 지역학 프로그램은 실용성은 물론, 교육의 효과성 면에서도 원
래의 취지 즉 미국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도모한다는 목표에 조금 더 근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학부에서 전공한 분과 학문의 기초적 훈련 위에 다학제
적으로 구성된 다양한 교과목들을 통해 미국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추구하는
것은 효과적일 것이다. 이 경우에 프로그램의 지향은 학문 후속세대의 양성보다
는 실무 전문가의 양성에 맞추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학생층도 전통적인
학생들과 함께 다양한 사회 활동 경험을 한 학생들로 구성되며, 이러한 실무 경
험으로부터 미국에 대한 종합적 이해의 필요성을 느낀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
키는 데 미국 지역학의 교육 모델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IV. 맺음말
본 논문에서는 미국학을 지역학의 한 분야로 이해했을 경우, 어떠한 학문의
성격을 갖게 되며 이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은 어떠할지를 검토했다. 먼저 지역
학의 영역으로 미국학이 포함된다면 어떠한 개념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살
펴보았다. 미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미국학은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지역학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학문이므로 지역학으로서의 미국학은 미국의 교육 기관에
서는 찾아볼 수 없는 매우 생소한 개념이다. 미국에서 타자를 보는 학문인 지역
학과 미국에서의 미국학을 비교해 보면서 만일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대하여 이
러한 지역학의 개념을 적용한다면 어떠한 모습이 될 수 있을지 추론해 보았다.
이러한 추론에서 미국 지역학은 다학제적이며, 실용지향적인 학문의 모습을 띨
것임을 확인하였다.
15)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여섯 개 대학교(계명대, 대진대, 카톨릭대, 평택대, 부경대, 탐
라대)의 미국학과 교수들에 따르면 학생들의 영어 구사능력 부족으로 인하여 미국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추구하는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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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미국 지역학의 개념 설정을 한 다음 이러한 학문 영역이 대학에서 어
떻게 교육될 수 있을지 검토해보았다. 먼저 미국에서 지역학 프로그램의 교과목
구성과 운영 방식을 검토하였다. 그들의 경우 지역학 학문의 성격에 걸맞게 교
육에 있어서도 다학제적이며, 실용 지향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다음으로 이러한 지역학 교육 모델에 따라 미국 지역학의 교육 프로그램을
그려보았다. 이를 위하여 가상적인 교과과정과 운영방식 및 사회적 수요에 대한
검토도 하였다.
이러한 미국 지역학 모델은 아직 실험적인 단계이다. 우리나라나 외국의 경
우를 둘러보면 대체로 미국에 대한 연구와 교육은 지역학의 개념에 근접하고 있
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각국의 실용적 관심에서 나온 연구와 교육일 뿐
대학에서 독자적 학문 영역을 구축하고 있지는 않다. 즉 문학자가 미국 문학을
연구하고 교수하는 활동과 사회학자가 미국 사회를 연구하고 교수하는 활동과
같이 각 분과학문에서 미국에 관한 연구와 교수를 모아놓은 것이 현재의 미국
지역학의 모습이다. 현재 한국의 일부 대학에서 개설하고 있는 미국학과나 혹은
국제대학원의 미국지역 전공이 이러한 미국 지역학의 개념에 근접한 접근을 하
고 있기는 하나 아직 미국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추구하는 교육 목표에는 크게
미흡하며 교과과정도 안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와 앞으로의 과제를 밝힌다. 본 연구는 미국 지역
학이라는 새로운 학문 분야에 대한 탐색적인 연구인 관계로 학문 분야의 개념
및 교육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주제를 포괄적으로 접근하였다. 따라
서 각각의 주제에 대한 심층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미국 지역학의 개념과
관련하여서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입장에 있는 비서구 국가에서 미국에 대한 지
역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 구득의 한계로 인하여 매우 제한적으로만 다루었다. 또한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하여서도, 본 고에서 그린 교육 프로그램의 현실 적합성에 대하여 보다 체
계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본 고에서는 우리나라 미국 관련 교육자들의 의견을
임의적으로 수집하는 정도였으나, 교육 프로그램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서는 미
국과 연관된 분야의 교육 실정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또한 우리나
라와 유사한 상황에 있는 다른 나라들에서는 어떠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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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pt and Educational Program of American
Studies as an Area Studies
Lee, Hyun-Song

Associate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Area Studies,
Hankoo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is study addresses what the concept and educational program of a
discipline will be when American Studies is approached as an academic
discipline under the area studies discipline. In order to capture the concep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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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rican Studies as an area studies, I made a comparison of various aspects
of area studies and American Studies as practiced in American universities
with regard to each universitiesdisciplinary developments, and the contents
and methodologies of the program. On the bases of these comparisons, I infer
that American Studies as an area studies should have multi-or inter-disciplinary
and pragmatic characteristics.
Secondly, I drew out a pilot educational program that corresponds to an
academic discipline of suggested form. For this purpose, the curricula of area
studies in various American universities that were confirmed to be built on
the principle of multi-disciplinary approach and pragmatic orientation were
analyzed. A blueprint of educational curriculum was presented for American
Studies as an area studies by referring to that of area studies in U.S.
universities. Finally, the possibilities of such a program and related issues
were widely discussed.
Keywords: American Studies, Area Studies, Multi-disciplinary, Curricu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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